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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 원숭이두창 예방접종 대상 확대 
2022년 7월 28일 미디어 문의 

노출 전 표적 예방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만 18세 이상 
앨버타주 주민은 7월 28일부터 원숭이두창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 

임바뮨(천연두 및 원숭이두창 백신)이 캐나다에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 18세 이상 성인용으로 승인되었다. 앨버타주는 노출 후 확진된 
원숭이두창 사례의 밀접 접촉자에게 6월 7일부터 임바뮨을 제공해왔다. 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앨버타주는 원숭이두창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원숭이두창 노출 위험이 높은 앨버타주 주민에 대한 노출 전 표적 예방을 
포함한다. 

원숭이두창 예방접종은 7월 28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7월 29일부터 백신이 
투여된다. 

지금은 백신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원숭이두창 예방접종은 현재까지의 모든 확진 
사례가 발견된 에드먼턴 및 캘거리부터 시작하여 대상자에게 투여된다. 향후 몇 주 
동안 백신 공급이 늘어나면 앨버타주 전역의 다른 중심지들로 확대된다. 

예방접종 대상 

7월 28일부터 원숭이두창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만 18세 이상 앨버타주 주민은 
다음과 같다: 

• 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및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기타 남성(gbMSM)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트랜스젠더, 시스젠더 또는 투스피리트: 

o 최근에(지난 6개월 이내) 성병 진단을 받은 사람 
o 상호 일부일처 관계 밖에서 성관계를 가질 계획이거나 지난 90일 
이내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 

o 지난 90일 이내에 성적 접촉을 위한 곳(목욕탕, 섹스 클럽 등)에 
갔거나, 장차 갈 계획이거나, 이러한 곳에서 일/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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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사람의 성적 접촉자 
• 남성간 성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장소 또는 행사의 근무자 및 
자원봉사자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으로부터의 보호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자 또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마지막 노출 날짜로부터 
21일간의 자가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가격리를 하고,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예약 

백신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원숭이두창 예방접종 대상으로서 접종을 
맞고자 하는 사람은 헬스링크(Health Link)로 전화하여(1-866-301-2668) 자격을 
확인하고 예약을 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alberta.ca/monkeypox. 

관련 정보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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